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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로 오는 짧은 문자메시지의 스타일을 반영하여 스팸 문자메시지를 검출해내는 한국
어 모바일 스팸필터링 시스템을 소개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내용어 어휘들의 출현에만 기반을 두는 기존 방법과 달
리 제안하는 스타일 정보를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스팸성 단어가 포함된 일반 문자메시지가 스팸으로 잘못 분류되는 
치명적인 오류를 효과적으로 줄인다. 또한 띄어쓰기 및 철자 오류교정을 거쳐 문자메시지를 정규화 함으로써 스팸 분
류성능을 향상시킨다. 실제 한국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이 한국어 스팸 문자메시
지 검출에 효과적임을 보인다.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mobile spam filtering system that considers the style of short text messages 
sent to mobile phones for detecting spam. The proposed system not only relies on the occurrence of content 
words as previously suggested but additionally leverages the style information to reduce critical cases in which 
legitimate messages containing spam words are mis-classified as spam. Moreover, the accuracy of spam 
classification is improved by normalizing the messages through the correction of word spacing and spelling 
errors. Experiment results using real world Korean text message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effective for 
Korean mobile spam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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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모바일 스팸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휴대
전화 사용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문자메
시지를 말한다. 2000년대 이후 급속한 이동통신기기의 
대중화와 더불어 모바일 스팸의 양도 폭발적으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 그 내용은 성인광고, 대출광고, 게임광고 등

이 주를 이루며, 수신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고 불
편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모바일 스팸이 사회적 이슈
가 되고 있다. 방지책으로써, 스팸 문자메시지 발신 번호 
차단, 문자메시지 일일 발송량 제한, 광고 목적 전화번호 
차단 등 다양한 방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하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하루 최소 2,000만 건 이상의 스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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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1인당 1일 스팸 수신량이 0.46통에 이른다는 
통계 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다[1].

최근 이러한 모바일 스팸을 자동으로 구별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이용한 스팸 필터링 기법들이 주목 
받고 있다. 스팸 필터링의 주된 대상이 되었던 전자 우편
(e-mail)과는 달리, 문자메시지는 한 번에 전송 가능한 글
자 수의 제한과 단말기의 하드웨어적 제약으로 인해 그 
내용이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스팸 분류 시 활용 가
능한 정보량의 부족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류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2].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기존의 내용 기반 모바일 스팸 필터링 관련 연구
들은 문자메시지의 짧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주
목하였다. 다시 말해 짧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광고성 
어휘나 구를 정확히 탐지하는데 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한국어의 어휘들은 “대출”, “이자”, “대
리”, “운전” 등이 있다. 하지만 표 1에 나타난 예제에서와 
같이, 비스팸 메시지에서도 이러한 단어들은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스팸 메시지를 스팸으로 분류하는 심
각한 분류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

[표 1] 스팸 메시지와 비스팸 메시지 예제
비스팸 메시지 스팸 메시지

철수야오늘술마셨으니 대리 
운전 부르셩

바로 콜 대리 운전 정성껏 모
시겠슴다!!

돈없엉.. 대출 받아야되..
☎최저 대출 이자! 현금 
필요시 지금전화 콜☎

또한, 모바일 기기의 특성 상 축약어나 철자 오류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이 문자메시지 내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특성은 내용에 기반을 두
는 스팸 필터링 시스템의 성능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
로 꼽힐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모바일 스팸 필터링 시 스타
일 정보[5]의 사용과 메시지 오류 교정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여기서 스타일 정보란 문자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쓰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 제안하는 방법의 평가를 위해 
대량의 실제 한국어 문자메시지 말뭉치를 이용하여 기존 
내용 기반 모바일 스팸 필터링 기법과의 비교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제안하는 시스템이 기존의 내용 
기반 스팸 필터보다 성능이 뛰어남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선 모바일 스팸 
필터링과 관련된 연구와 스타일 정보가 주로 사용되는 
저자분류 연구에 대해 다룬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

안하는 시스템인 문자메시지 교정 과정과 스타일 정보를 
이용한 내용 기반 한국어 모마일 스팸 필터에 대해 살펴
본다. 4장에서는 실험 데이터와 실험 환경, 실험 결과 및 
분석에 대해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향후 
연구에 대해 기술한다.

2. 관련 연구

2.1 모바일 스팸 필터링

2000년대 들어 스팸 문자메시지 문제가 이슈화 되면
서부터 모바일 스팸 필터링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에서는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
던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내용 기반 모바일 스팸 필
터링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문자메시지의 짧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어휘 자질 추출 단위로 단어
뿐만 아니라 문자-bigram, 문자-trigram, 단어-bigram을 함
께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방법이 실제 모바일 
스팸 필터링에 효과적인지를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후속 연구로써 기계학습기법을 이용한 모바일 스
팸 필터 구축 시 자질 표현 방식에 따른 성능 변화를 보
여준 사례가 있다[3,4]. 이 연구들에선 단어로만 이루어진 
어휘 자질집합과 단어, 문자-bigram, 문자-trigram, 직교 
희소 단어-bigram으로 구성된 확장된 어휘 자질 집합을 
비교 실험하여 그 효용성을 보였다. 확장된 어휘 자질 집
합의 목적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서 광고성 자질 또는 
스팸과 비스팸 분류에 효과적인 어휘나 구(phrase)를 더 
많이 추출해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휘관련 자질만으로
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표현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으며, 
분류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있는 스타일 정
보를 표현하기 어렵다. 더불어, 이들 연구에선 문자메시
지에 자주 나타나는 철자오류, 두음문자, 축약어와 같은 
어휘 변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2.2 저자분류

스타일 자질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는 저자분류
(Authorship Classification) 연구를 들 수 있다[5]. 저자분
류란 주어진 텍스트나 문서의 저자를 찾아내는 작업을 
의미한다.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저자마다 사용
하는 언어표현양식 혹은 문체가 다르다는 것이 이 연구 
분야의 주요한 가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를 고려할 
수 있는 자질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추출해 낼 것인지가 
저자분류 연구의 핵심 고려사항이 된다. 그 추출방식에 
따라 크게 표층 언어학적 분석방법(Shallow Lingu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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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과 구조 언어학적 분석방법(Structural Linguistic 
Analysis)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표층 언어학적 분석에 
의해 추출되는 주요 자질들로는 단어의 평균 길이[6], 문
장길이[7,8], 기능어의 빈도[9],  품사-trigram[5] 등이 있
다. 구조 언어학적 분석방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자질들은 
구문구조분석 결과로부터 추출된 문맥자유문법 생성패턴
[10] (CFG productions), 문장 내 구문 종류 별 빈도[10] 
(예: 명사구, 동사구 등의 빈도), 구문구조트리의 깊이[11] 
등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질들은 저자의 
개성이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5].

모바일 스팸 필터링을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과 
일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문체는 다르다고 가정하여 
저자분류에 사용되었던 자질들을 모바일 스팸 필터링 시
스템에서도 활용한다.

3. 제안하는 방법

본 논문에서는 문자메시지 오류 교정 과정과 스타일 
자질을 이용한 내용 기반 한국어 모바일 스팸 필터링 프
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문자메시지 오류 교정은 스팸 필터
링에 필요한 자질 추출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철자 오류
나 띄어쓰기 오류 교정을 뜻한다. 3.1장에서 제안하는 스
팸 필터링 시스템 구조대해 기술하고, 3.2장에서 스타일 
자질에 대한 설명을 기술한다.

3.1 시스템 구조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팸 필터링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제안하는 시스템의 구조

입력은 문자메시지이고 출력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스
팸 여부이다. 입력된 문자메시지는 철자오류 및 띄어쓰기 
오류 교정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오류 교정에 관련된 다
양한 기법들 중에서도 문자메시지에 대해 높은 정확률을 
보이는 [12]를 활용하였다. 교정을 거친 메시지의 텍스트
로부터 [3,4]에서 제안한  어휘 자질과 함께,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타일 자질을 추출한다. 통계 기
반 스팸 필터링 모델은 추출된 자질을 이용해 메시지가 
스팸일 가능성을 계산한다. 통계 기반 학습 모델로는 최
대엔트로피 모델[13]을 사용하였다. 최대엔트로피 모델은 
스팸성 여부를 나타내는 확률을 추정할 시에 서로 다른 
성격의 자질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시 베이지안 분류기보다 최대 엔
트로피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연구가 있으며
[14], 유사 태스크인 문서 분류 작업 시에도 비교적 안정
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5].

3.2 스타일 자질

스타일 자질의 사용 목적은 스팸과 비스팸간의 문체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타일 자질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하나,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로는 스팸 발신자와 비스팸 발신자가 존재한다. 
둘, 스팸 발신자는 비스팸 발신자와는 구분되는 언어표현
양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셋, 각 문자메시
지의 내용은 그 메시지를 작성한 발신자의 특성을 담고 
있다.

스팸 발신자들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광
고 등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용하는 문체는 일상생활에서 
비스팸 발신자들이 사용하는 문체와는 상이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군다나, 스팸 발신자들은 스팸 메시지
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기 때문에, 각각의 메시지마다 
내용이나 문체에 변화를 주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위의 가정은 설득력이 있다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가정을 바탕으로 표층적 스
타일 자질과 구조적 스타일 자질을 활용한다.

3.2.1 표층적 스타일 자질

본 논문에서는 표층 언어학적 분석(Shallow linguistic 
analysis)을 통해 자동으로 추출 가능한 자질의 집합을 편
의상 Shallow라고 명명하며, 구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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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표층적 스타일 자질 (Shallow)

자질 이름 자질 구성
길이자질 (LEN)

문자메시지 전체길이
단어의 평균길이

기능어자질 (FW) 기능어별 빈도수
품사-trigram

자질 (POS)
문자메시지에서 추출된 품사-trigram

특수기호자질 (SC)

메시지 내 특수기호 비율
이모티콘 빈도 

(예: “^^”, “ㅠㅠ”)

광고성 기호 빈도 
(예: “$”, “☎”)

길이자질의 경우 스팸 발신자와 비스팸 발신자가 작성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성하
는 어휘의 길이분포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에 근
거하고 있다. 기능어자질의 사용 이유는 기능어의 문법적
인 역할과 잦은 빈도로 인해 저자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품사-trigram은 문장의 통사 
구조를 표층적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고[5], 추출이 용이
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특수기호자질은 특수기호가 문
자메시지에 빈번하게 사용되며, 그 용도가 기호 별로 각
기 다르다는 것에 착안하여 고안되었다. 비스팸 발신자의 
경우 일상 대화에서 그들의 느낌이나 감정 표현을 위해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 스팸 발신자의 경우 상
품이나 서비스 강조를 위해 "$" 기호나 “☎” 와 같은 기
호를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질추출 시 표 2의 모든 자질은 해당 문자메시지의 
길이로 정규화 되어 0~1사이의 소수 값으로 추출된다. 길
이자질은 문자메시지의 최대 길이인 160바이트로 정규화 
하였다. 단어의 평균길이 계산 시 특수기호는 제외하였
다. 품사정보와 기능어추출을 위해 형태소/품사 부착기
[16]를 사용하였다.

3.2.2 구조적 스타일 자질

스타일 자질 중에는 구문구조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
과를 이용한 것들 또한 존재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스타일 자질집합을 편의상 Structural 이라고 칭하며, 해
당 자질들은 표 3과 같다.

[표 3] 구조적 스타일 자질 (Structural)

자질 이름 자질 구성
구 문 빈 도 자 질 
(PhraseC)

추출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등의 
상대빈도

문맥자유문법 생성패
턴 자질 (SyntacticP)

구문구조 생성 패턴
(예: NP->AP NNG)

파싱트리 깊이자질 
(Depth)

메시지 내 문장의 구문구조 파싱트리의 
깊이

구문빈도자질과 문맥자유문법 생성패턴 자질은 저자
가 사용하는 문체의 통사적 구조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
라고 알려져 있는 자질들이다[10]. 파싱트리 깊이자질의 
경우 스팸 발신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설명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하기 위해, 비스팸 발신자들에 비해 길고 잘 쓰
인 문장을 구사할 것이라 가정하고 사용하였다.

구조적 스타일 자질 추출을 위해 구문구조 분석기[17]
를 사용하였다. 구문구조생성패턴 자질 값은 해당 문자메
시지의 길이로 정규화 했으며, 파싱트리 깊이자질의 경우 
학습 데이터 내 문자메시지에서 나타난 최댓값으로 정규
화 하였다.

4. 실험

4.1 실험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실제 문자메시지를 수집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스팸과 비스팸 구분은 1장의 모바일스팸의 정
의에 따라 수작업으로 이루어 졌다. 실험을 위해 총 
20,000개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중 18,000개를 학
습 집합으로, 2,000개를 실험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학습 
집합과 실험 집합에서의 비스팸과 스팸의 구성 비율은 
9:1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시스템에서 문
자메시지 철자 오류나 띄어쓰기 오류 교정 과정이 전체
적인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20,000개의 메시지에 대한 오류 교정 전의 데이터와 오류
교정 후의 데이터, 두 집합으로 구분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4.2 자질 구성

본 연구가 제안하는 시스템의 특성인 스타일 자질의 
사용의 효용성 검증을 위한 비교 실험을 위해 아래와 같
은 자질 집합을 사용한다.

Baseline: 기존의 내용 기반 스팸 필터링 연구[3,4] 방
법에서 사용한 자질 구성이다. 단어(형태소 단위), 음절
-bigram, 음절-trigram, 직교 희소 단어-bigram 
(Orthogonal Sparse Bigram)을 포함하고 있으며 어휘 자
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Shallow: 3.2.1장에서 기술한 표층적 스타일 자질로 구
성된 집합이며 길이자질, 기능어자질, 품사-trigram 자질, 
특수기호자질을 포함한다.

Structural: 이 집합은 3.2.2장에서 기술한 구조적 스타
일 자질을 나타내며, 구문빈도자질, 문맥자유문법 생성패
턴 자질, 파싱트리 깊이자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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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style: 표층적 스타일 자질과 구조적 스타일 자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Proposed: 내용기반 스팸 필터링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어휘 자질과 문체 자질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집합이다. 
이 집합의 의도는 제안하는 스타일 자질이 내용 기반 한
국어 모바일 스팸 필터링 성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
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각각의 자질 구성에 따라 실험데이터에서 추출되는 자
질 수가 많고, 그 중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자질도 존재
한다. 따라서 스팸 필터링 모델 학습과 실험에는 추출 된 
자질 중 정보이득(Information gain) 값이 높은 상위 200
개 자질 만을 사용한다. 정보이득에 의한 자질 선택은 자
질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주면서도 분류 정확도는 떨
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성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

4.3 실험 평가 방법

모바일 스팸 필터링 작업의 특성으로 인해 스팸 필터
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내는지를 나타내는 false-positive
(비스팸을 스팸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false-negative(스팸
을 비스팸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성능의 중요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스팸 분류 시 임계값에 따라 이 두 개
의 값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있으며 이를 반영하
기 위한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19].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자우편 스팸 필터링 분야의 연구와 TREC 스팸필터링 
대회 등에서 공식 성능평가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1-AUC(%) [19]를 사용한다. 1-AUC(%) 평가 방법은 가
능한 모든 분류 임계값에 대해 false-positive와 
false-negative를 동시해 고려해 하나의 실수 값을 내어준
다. 이 값은 스팸 필터의 오류율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스팸 필터의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실험은 결과의 우연성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10-fold 
교차 검증과 결과 값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수행하였다.

4.4 실험결과 및 분석

표 4는 각각의 자질 구성에 대해 문자메시지 오류 교
정 과정을 포함한 경우(교정 후)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교정 전)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낮
은 값일수록 정확한 분류를 의미하고, †표시는 Baseline 
대비 성능변화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신뢰도 레벨 
p < 0.01)을 나타낸다.

[표 4] 자질 구성 별 성능
자질 구성 교정 전 교정 후

Baseline 13.5674 9.9651

Shallow 21.6026
†

13.0012
†

Structural 24.3581
†

19.1899
†

Allstyle 10.8283
†

7.9212
†

Proposed 3.9601
†

2.7444
†

어휘 자질만을 사용한 Baseline에 대비하여 어휘 자질
과 스타일 자질을 동시에 사용하는 Proposed의 
1-AUC(%) 값이 월등히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
과는 스타일 자질이 내용 기반 모바일 스팸 필터링 시 도
움을 주는 것을 보여 준다. 더불어, 어휘 자질을 전혀 사
용하지 않고 오로지 스타일 자질만을 사용한 AllStyle의 
1-AUC(%) 값이 Baseline의 1-AUC(%) 값 보다 더 낮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일반 사용자와 스패머의 문체에 차
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표 5는 각각의 스타일 자질의 성능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인 어휘 자질과 모든 스타일 자질을 
함께 사용하는 Proposed에서 한 번에 하나의 문체 자질을 
제외해서 얻은 실험 결과이다. LEN, SC, SyntacticP를 제
거 했을 시 1-AUC(%) 값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LEN, SC, SyntacticP가 스팸 필터링 시 오류 감
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Proposed에서 각 스타일자질 제거 시 성능
자질 구성 교정 전 교정 후

Proposed 3.9601 2.7444

- LEN 5.7284† 3.3804
†

- FW 4.3443
†

3.2424
†

- POS 3.9919 2.9347

- SC 4.3854† 3.6901†

- PhraseC 4.0030 3.0824†

- SyntacticP 5.4808† 4.2381†

- Depth 4.0854† 2.9839†

[표 6] Baseline에서 각 스타일자질 추가 시 성능
자질 구성 교정 전 교정 후

Baseline 13.5674 9.9651

+ LEN 11.7354† 6.7961†

+ FW 12.3583† 7.2147†

+ POS 13.4419 9.8888

+ SC 11.7346† 6.4614†

+ PhraseC 11.9229
†

9.0454
†

+ SyntacticP 6.1291† 5.0050†

+ Depth 11.2543† 9.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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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간의 의존 관계 및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
려하여 Baseline에 한 번에 하나씩의 스타일 자질을 추가
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표 6은 이 실험에 대한 1-AUC(%)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LEN, 
SC, SyntaticP를 추가 했을 시 1-AUC(%) 값 하락 폭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들 스타일 자질이 성능 기여도가 가
장 큰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스팸과 비스팸간의 문체는 문장 길이나 단어의 길이, 특
수 기호 사용 여부와 큰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팸과 비스팸은 구문구조 상에서도 차이를 보인다고 해
석이 가능하다. 반면, 표 5, 6의 결과에서 품사 trigram을 
지칭하는 POS의 성능 기여도가 가장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휘와 품사간의 강한 상호 연관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4의 결과에서 “교정 전”의 결과가 “교정 후”의 결
과보다 1-AUC(%) 값과 비교했을 때 필터링 시 더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와 표 6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문자메시지의 오류 교정 과정이 스팸 필터링 시 성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자메시지 오류 교정 과
정이 어휘 자질 추출 시 철자 오류로 인한 미등록어
(Unseen data) 비율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스타
일 자질 추출 시 사용되는 태거와 파서 등 자연어처리 툴
의 분석 성공률을 높이는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미루
어 짐작 할 수 있다. 실제로 교정과정을 거친 “교정 후” 
의 실험 말뭉치에서 추출된 자질의 사전 크기(Vocabulary 
Size)가 “교정 전” 의 실험 말뭉치에서 추출된 자질의 사
전 크기보다 12% 가량 줄었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문자메시지 스팸 필터링 시 문
자메시지의 짧은 길이를 고려하여 어휘 자질만을 사용했
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스타일 자질
을 사용하고, 문자메시지의 철자오류나 띄어쓰기 오류가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메시지 교정 과정을 포
함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실제 한국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문자메시지 교정 과정이 자질 추출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스팸 필터의 전반적인 성능향상
에 기여함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형태소/품사 부착
기, 구문구조 분석기 등을 이용한 스타일 자질 추출 및 
사용을 통해 모바일 스팸 분류 시 사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오류를 줄였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다고 사료
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최근 사회적
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블로그 댓글 스팸, 포털 사이트 
내 뉴스 기사의 댓글 스팸 필터링 방법으로도 사용이 가
능하다. 향후 연구로는 스팸 발신자가 지인인 것처럼 문
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보내는 피싱
(Phishing) 형태의 스팸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판별해야 
할 것인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피싱 메시지는 그 내용
과 문체가 일련의 비스팸 메시지와도 매우 유사하여 자
동으로 분류해 내기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는 매우 정교하게 고안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자동으로 구축된 통계 기반 스팸 분
류 모델과 통합하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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